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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를 이용한 미트팬
다양한 육류의 성분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알게 된 내용을 실생활에 접목

□ 연구 주제 선정(목적 및 필요성)
○ 식육을 가열하는 것은 식육의 색, 냄새, 수분감. 두께 및 조직감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며 이와 같은 효과는 가열온도와 시간에 좌우될 수 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소비가 많이 되는 육류의 최적의
조리를 위한 정보 제시
○ 육류의 조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실생활에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
□ 연구방법
○ 육류의 성질분석
- 육류의 단백질의 구조 관찰
- 육류의 수분함량 측정
- 육류의 지방함량 측정
○ 가열에 따른 육류의 최적 조건 찾기
○ 아두이노를 적용한 미트팬 제작
□ 연구활동 및 과정
○ 돼지고기(삼겹살), 소고기(등심), 오리고기(가슴살) 수분 함량 측정
1. 시료로 사용될 육류를 살코기로 분해한다.
2. 2g, 4g, 6g정도의 시료를 페트리 접시에 담는다.
3. 시료의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무게를 측정한다.
4. 시료가 담긴 페트리 접시를 데시게이터에 넣고 질량의 변화가 없는 점이
될 때 까지 날마다 질량을 측정한다.
통제변인
종속변인
조작변인

육류 건조 시간, 육류 질량 측정 시각, 육류의 부위(살코기)
육류의 수분함량
육류의 질량

- 그래프 해석 : 질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점이 있다.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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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함량 평균값
74.50
64.60
77.77

수분함량 표준편차
1.22
3.76
0.90

살코기 부위에서 오리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순서대로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 물중탕을 하여 돼지고기(삼겹살), 소고기(등심), 오리고기(가슴살)의
지방 함량 측정
1. 시료의 살코기를 2g, 4g, 6g 정도로 무게를 측정한다.
2. 실린더에 시료를 넣고 시료가 잠길 만큼 아세톤을 부어준다.

3. 시간이 경과한 후, 육류를 꺼낸 뒤 실온에서 기름이 제거될 때 까지 건조
4. 육류가 딱딱해지고 기름이 제거됐을 때 질량을 잰다.
5. 처음질량-수분함량-나중질량으로 지방함량을 구한다.

1. 아두이노 우노를 이용하여 analog pin에 온도 데이터 값을 입력 한다.
2. digital pin에 소리를 낼 수 있는 ‘부저’를 장착한다.
3. 아두이노 안에 프로그래밍 할 때 온도 센서에서 온도를 측정해서
만약 일정 온도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부저를 울린다. 는 구문을 추가한다.
- 한계점 : 실제 전문적인 아두이노를 사용하기에는 시간과 기술이 부족함.
- 개선점 : 아두이노를 이용한 프로그램 엔트리를 이용함.
○ 엔트리

*한계점 : 조지방 밖에 구할 수 없다.
종류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지방함량 평균값
0.14
0.02
0.04

지방함량 표준편차
0.66
0.01
0.03

살코기 부위에서 돼지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순서대로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살코기에는 지방이 적게 함유 되어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가열에 따른 육류의 최적 조건 찾기
1. 육류를 1cm*1m*1cm~3cm*3cm*3cm
(0.5cm*0.5cm*0.5cm간격) 으로 자른다.
2. 프라이팬의 온도를 180 ℃~260 ℃(20 ℃간격) 육류를 굽는다.
3. 돼지고기의 경우 육류의 내부가 77℃이상이고 겉 표면이
갈색 빛이고 핏기가 없는 시점을 찾는다.
오리고기의 경우 육류의 내부가 77℃이상이고 겉 표면이 갈색 빛이
돌고 핏기가 없는 시점을 찾는다.
소고기의 경우 육류의 내부가 62.8℃이상이 되고 약간 핏기가 도는
시점을 찾는다.
(77℃ , 62.8℃ 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제시한 최적의 내부온도이다.)
4. 프라이팬의 온도를 10℃간격으로 200℃까지 변화시키며
1~5의 과정을 반복한다.
(1cm*1cm*1cm*~3cm*3cm*3cm까지 0.5cm간격을 한 세트로 반복 실험.)

□ 연구 결과
○ 최적의 조건
종류
크기
온도
시간

돼지고기
2cm*2cm*2cm
200도
5.03분

○ 수분함량과 지방함량이 굽는시간에 미치는 영향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를 각각 2cm*2cm*2cm 크기로 200도에서 구웠을 때
(최적의 조건)

연구성과

오리고기와 소고기 비교
굽는 시간이 오리고기가

오리고기와 돼지고기비교
굽는 시간이 오리고기가

돼지고기와 소고기 비교
굽는 시간이 돼지고기가

더 짧다
수분함량이

오리고기가

더 짧다
수분함량이

오리고기가

더 짧다
수분함량이

돼지고기가

오리고기가

더 많다
지방함량이

오리고기가

더 많다
지방함량이

돼지고기가

더 적다
8분
5.01분
3.55분

후라이팬의 온도가 높을수록 굽는 시간이 짧다. 육류의 겉표면이 갈색 빛이고 내부가
다 익은 최적의 조건이 200℃ 2cm*2cm*2cm
-한계점
1. 불판의 온도를 수동으로 한 것.
2. 표면이 익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3.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 수정함.
○ 아두이노

오리고기
2cm*2cm*2cm
200도
3.43분

굽는 시간이 오리고기>소고기>돼지고기 순으로 짧다.

더 많다
지방함량이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2cm*2cm*2cm
200도
5.01분

더 적다

더 적다

→ 수분함량이 많을수록, 지방함량이 적을수록 굽는 시간이 짧아진다.

□ 시사점
○ 아두이노에 대한 이해와 분석적 사고가 향상됨. 실생활의 단순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함.

□ 향후 계획
○ 추후 아두이노 코딩을 통해서 직접 미트팬을 제작할 예정임.

주요어
(Key words)

아두이노, 미트팬,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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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연구동기
-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의 굽는 온도와 굽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에 궁금증을
느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음.
○ 연구의 필요성
- 연구를 통하여 육류의 특성을 분석하고 쉽게 구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필요성을 느낌.
○ 연구 목적
- 다양한 육류 성분과 구조의 차이를 분석한다.
- 육류의 가열에 따른 변화 관찰을 통해서 최적의 익는 조건을 찾는다.
-육류의 분석결과와 최적의 익는 조건을 적용하여 아두이노 미트 팬을 제작한다.

□ 연구범위
○ 육류의 성질 분석
1. 육류의 단백질의 구조 관찰
- 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소고기(등심), 돼지고기(삼겹살), 오리고기(가슴살)의
구조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육류의 수분함량 측정
-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를 건조 시킨 후 건조 전 질량 - 건조 후 질량으로 수분함량
을 측정한다.
3. 육류의 지방함량 측정
-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를 같은 크기(2㎝*2㎝*2㎝)를 속슬렛 방법으로 조지방
함량을 측정하여 지방함량을 구한다.
○ 가열에 따른 육류의 최적 조건 찾기
1. 돼지고기
- 2㎝*2㎝*2㎝(2cm~3cm까지 0.2cm 간격으로)의 크기로 130℃부터 180℃까지 10℃의
간격으로 내부가 77℃가 되는 지점을 찾아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2. 소고기
- 2㎝*2㎝*2㎝(2cm~3cm까지 0.2cm 간격으로)의 크기로 130℃부터 180℃까지 10℃의

간격으로 내부가 62.8℃가 되는 지점을 찾아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3. 오리고기
- 2㎝*2㎝*2㎝(2cm~3cm까지 0.2cm 간격으로)의 크기로 130℃부터 180℃까지 10℃의
간격으로 내부가 73.9℃가 되는 지점을 찾아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 최대의 수분함량
이 나온 온도와 크기가 최적의 조건이 된다.
○ 아두이노를 적용한 미트팬 제작
1. 육류마다 다른 최적의 조건을 적용하여 아두이노 제작
2.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3. 팬적용을 통한 검증
2. 연구 수행 내용

□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수분(육즙)
- 고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분은 영양학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많은 성분들을 용해시켜 포함하고 있으며 그 함량 및 화학적 존재상태는 가공적
성, 저장성, 육색, 관능특성 등 육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 단백질
- 근장단백질은 액체 상태로 고기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육색소 및 효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육기질단백질은 주로 모세혈관 같은 결합조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합조직단백질
이라고도 부르며,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섬유상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 식육의 맛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미노
산 및 저분자 펩티드(Pep tide)들과 지방에서 유래되는 지방산을 포함한 가열 조
리 시 형성되는 수백 가지의 휘발성 물질들이다.
○ 지방
- 고기 내 지방은 주로 근육 또는 근섬유 사이에 축적된 축적지방으로 대부분이 중성지
질로 구성되어 있음. 근내 지방(마블링)에 따라 고기가 연해지며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고기와 같은 적육의 육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 연구주제의 선정
○ 문제의 착안점
1. 다양한 육류의 익는 온도와 시간의 차이 인식
- 식당이나 집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를 먹게 되는데 익는 온도와 시간

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를 착안하게 됨.
2. 육류를 굽는 노하우
- 육류를 굽다보면 익지 않거나 표면이 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를 쉽게 구
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됨.
3. 최적의 조건 정의를 내린다.
- 육류에 핏기가 흐를 정도로 덜 익히거나 너무 익혀 겉부분이 탄다면 위생에 좋
지 않고 건강에 좋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찾고자 하는 적절한 기준을 ‘절
단했을 경우 핏기가 안보이며 겉면의 탄 부위가 30% 이하인 상태를 나타내는 굽
기정도’ 로 정의한다.
4. 육류를 굽는 온도와 시간이 중요한 이유
- 일부 육류전문식당에서는 입사하자마자 굽는 기술 ‘그릴링’을 배운다.
5. 원하는 굽기 정도를 소리로 알려주는 센서
- 전기밥솥이 밥이 다 되었을 때 소리로 알려주는 것처럼 적절한 시간과 온도가
되었을 때 소리로 알려주면 원하는 굽기 정도의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주제의 선정 과정
1. 육류의 육질과 식감에는 어떤 요인이 영항을 주는지 궁금증이 생김.
2. 육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분은 영양학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많은 성분들을 용해시켜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됨.
3. 함량 및 화학적 존재 상태는 가공적성, 저장성, 육색, 관능특성 등 육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되어 육류의 수분도 함량을 알아보기로 함.
4. 근육 속에 섬세한 지방이 분포되어 있는 정도 즉 마블링은 적육의 육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함을 알게 되어 육류의 지방함량을 알아보기로 함.
○ 관련 선행연구 조사
1. 논문 검색을 통한 육류의 특징과 조리 방법 검색
2. 가장 많이 애용되는 육류의 종류 분석
□ 연구 방법
○ 육류의 성질분석(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1. 육류의 단백질의 구조 관찰-전자현미경(SEM)이용하여 관찰
2. 육류의 수분함량 측정
-건조전 후의 질량의 변화를 통해서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3. 육류의 지방함량 측정
-육류의 지방 분해 전후의 질량 변화를 통해서 지방함량을 측정한다.
○ 가열에 따른 육류의 최적의 조건(육류 내부의 핏기가 없는 상태) 찾기

1. 온도에 따른 가열
2. 시간에 따른 가열
3. 육류의 크기에 따른 가열
○ 아두이노를 적용한 미트팬 제작
1. 육류마다 다른 최적의 조건을 적용하여 아두이노 제작
2.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3. 팬적용을 통한 검증
□ 연구 활동 및 과정
○ 돼지고기(삼겹살), 소고기(등심), 오리고기(가슴살) 수분 함량 측정
1. 시료로 사용될 돼지고기(삼겹살), 소고기(안심), 오리고기(가슴살)은 분쇄해서 잘
시킨다.
2. 3g 정도의 시료를 알루미늄 접시에 담는다.
3. 시료의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무게를 측정한다.
4. 시료가 담긴 알루미늄 접시를 오븐에 넣고 16~18100~102℃에서 시간 또는 12
5℃에서 2~4시간 건조한다.
5. 건조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오븐에서 꺼내 데시게이터에 넣고 실온으로
냉각(약 30분간) 시킨 후,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한다.
○ 속슬렛 방법을 사용하여 돼지고기(삼겹살), 소고기(등심), 오리고기(가슴살)
의 지방 함량 측정

1. 수분함량 측정 시 사용한 시료(육류)를 속슬렛 추출골무에 넣어 추출기에 넣는
다.
2. 에테르 200ml를 측정하여 둥근 플라스크에 넣어준다.
3. 속슬렛 추출기에서 에테르가 매초 5~6방울씩 떨어지도록 하면서 16~18시간에
걸쳐 시료로부터 지방을 추출한다.
4. 추출 후 추출골무를 추출기로부터 꺼내 공기 중에 건조시켜 에테르를 완전히
제거한다.
5. 에테르 냄새가 나지 않으면 여과지와 시료를 조심스럽게 꺼내 오븐에 넣어 약
30분간 건조한다.
6. 데시게이터에서 시료를 냉각시켜 여과지+시료의 무게를 측정한다.

*한계점 : 원래 지방함량은 정확한 수치를 재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성분이 조
금 섞인 조지방 함량밖에 구할 수 없음

○ 가열에 따른 육류의 최적 조건 찾기
<돼지고기>

1. 돼지고기(삼겹살)을 2cm*2cm*2cm크기로 자른다.
2. 프라이팬의 온도를 130℃로 맞춘다. (가열되는 시간 측정)
3. 육류를 굽는다. (후라이팬이 130도로 가열된 뒤 육류를 올린다.)
4. 육류의 내부가 77℃이상이고 겉 표면이 갈색 빛이고 핏기가 없는 시점을 찾
는다.
* 최적의 돼지고기 내부온도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77℃로 제시했다.
5. 고기 내부의 온도가 77℃이상이고 겉 표면이 갈색 빛이고 핏기가 없는 육류
의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수분함량=육즙이 많이 포함 되어 있을 수 록 고기의 향과 맛은 더 진하다.)
6. 프라이팬의 온도를 10℃간격으로 200℃까지 변화시키며 1~5의 과정을 반복한
다.
(2*2*2*~3*3*3까지 0.2간격을 한 세트로 반복 실험한다.)
7. 최대의 수분함량이 나온 온도가 돼지고기(삼겹살)의 최적의 조건이 된다.
통제변인 뒤집는 횟수(2번), 육류를 올리는 위치
조작변인 프라이팬의 가열 온도, 육류의 크기
예시) 2cm*2cm*2cm 일때
프라이팬의 온도
77℃까지 걸린 시간
수분 함량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한계점: 처음에는 모든 고기의 부위가 동일하다는 시에서 실험계획을 잡았지만 그
부위 내에서도 지방함량, 살코기 함량 등은 차이가 나므로
실험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음.
겉포면이 익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소고기>

1. 소고기(등심)을 2cm*2cm*2cm크기로 자른다.
2. 프라이팬의 온도를 130℃로 맞춘다. (가열되는 시간 측정)
3. 육류를 굽는다. (후라이팬이 130도로 가열된 뒤 육류를 올린다.)
4. 육류의 내부가 62.8℃이상이 되고 약간 핏기가 도는 시점을 찾는다.
* 최적의 소고기 내부온도 : 미국 농무부(USDA)에서 62.8℃로 제시했다.
5. 고기 내부의 온도가 62.8℃이상이 되고 약간 핏기가 도는 시점의 육류의 수
분함량을 측정한다.
(수분함량=육즙이 많이 포함 되어 있을 수 록 고기의 향과 맛은 더 진하다.)
6. 프라이팬의 온도를 10℃간격으로 200℃까지 변화시키며 1~5의 과정을 반복
한다.
(2*2*2*~3*3*3까지 0.2간격을 한 세트로 반복 실험한다.)
7. 최대의 수분함량이 나온 온도가 소고기(등심)의 최적의 조건이 된다.
*최적의 소고기 내부온도 : 미국 농무부(USDA)에서 62.8℃로 제시했다.
통제변인 뒤집는 횟수(2번), 육류를 올리는 위치
조작변인 프라이팬의 가열 온도, 육류의 크기
예) 2cm*2cm*2cm 일때
프라이팬의 온도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62.8℃까지 걸린 시간

수분 함량

한계점: 처음에는 모든 고기의 부위가 동일하다는 시에서 실험계획을 잡았지만 그 부
위 내에서도 지방함량, 살코기 함량 등은 차이가 나므로 실험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음.
겉표면이 익는 시점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오리고기>

1. 오리고기 가슴살을 2cm*2cm*2cm크기로 자른다.
2. 프라이팬의 온도를 130℃로 맞춘다. (가열되는 시간 측정)
3. 육류를 굽는다. (후라이팬이 130도로 가열된 뒤 육류를 올린다.)
4. 육류의 내부가 77℃이상이고 겉표면이 갈색 빛이 돌고 핏기가 없는 시점을
찾는다.
*최적의 오리고기 내부온도: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FSIS)에서 73.9℃로
제시했다.
5. 고기 내부의 온도가 77℃이상이고 겉표면이 갈색 빛이 돌고 핏기가 없는 시
점 일 때의 육류의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수분함량=육즙이 많이 포함 되어 있을 수록 고기의 향과 맛은 더 진하다.)
6. 프라이팬의 온도를 10℃간격으로 200℃까지 변화시키며 1~5의 과정을 반복
한다.
(2*2*2*~3*3*3까지 0.2간격을 한세트로 반복실험한다.)
7. 최대의 수분함량이 나온 온도가 소고기(등심)의 최적의 조건이 된다.
통제변인 뒤집는 횟수(2번), 육류를 올리는 위치
조작변인 프라이팬의 가열 온도, 육류의 크기
*최적의 오리고기 내부온도: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FSIS)에서 73.9℃로 제시했다
예) 2cm*2cm*2cm 일때
프라이팬의 온도
73.9℃까지 걸린 시간
수분 함량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한계점: 처음에는 모든 고기의 부위가 동일하다는 시에서 실험계획을 잡았지만 그 부
위 내에서도 지방함량, 살코기 함량 등은 차이가 나므로 실험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음
겉표면이 익는 시점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두이노
1. 앞서 나온 최적의 조건을 아두이노에 적용한다.
- 아두이노의 종류 중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한다.
- USB를 사용하기 위한 FTDI칩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바로 연결하여 시리얼 통신으로 프로그램을 업로드 한다.
- 스케치 IDE 통합개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nalog pin에 온도 데이터 값을 입력하
고 digital pin에 소리를 낼 수 있는 ‘부저’를 장착한다.
- ‘온도 센서에서 온도를 측정하여 만약 일정 온도 이상 넘어갔다면 부저를 울린다.’
는 구문을 추가한다.

○ 육류의 최적의 조건

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연구 결과
○ 육류의 수분함량 측정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수분함량 평균값
74.50
64.60
77.77

수분함량 표준편차
1.22
3.76
0.90

- 그래프 해석 : 질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점이 있다.
⇒ 살코기에서 오리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순서대로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

종류

지방함량 평균값

지방함량 표준편차

돼지고기

0.14

0.66

소고기

0.02

0.01

오리고기

0.04

0.03

⇒ 살코기 부위에서 돼지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순서대로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살코기에는 지방이 적게 함유 되어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크기

2cm*2cm*2cm

온도

200도

시간

5.03분

→ 실험한 데이터 중 돼지고기 최적의 조건(육류의 내부가 77℃이상이고 겉 표
면이 갈색 빛이고 핏기가 없는 시점)에 부합했던 시점을 그래프와 표로 나타낸
것. 그 중 “크기가 2cm*2cm*2cm로 하여 프라이팬 200도에서 5.03분 동안 굽는
것”최종적으로 선정한 최적의 조건임.

크기

2cm*2cm*2cm

온도

200도

시간

5.01분

→ 실험한 데이터 중 소고기 최적의 조건 (육류의 내부가 62.8℃이상이 되고 약간
핏기가 도는 시점)에 부합했던 시점을 그래프와 표로 나타낸 것. 그 중 “크기가
2cm*2cm*2cm로 하여 프라이팬 200도에서 5.01분 동안 굽는 것”이 최종적으로 선정
한 최적의 조건임.

○ 결론
1)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를 각각 2cm*2cm*2cm 크기로 200도에서 구웠을 때 (최
적의 조건)
굽는시간 ( 빠른 순 )

오리고기>소고기>돼지고기

수분함량 ( 많은 순 )

오리고기>돼지고기>소고기

지방함량 ( 많은 순 )

돼지고기>오리고기>소고기

2) 수분함량과 지방함량이 굽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
오리고기와 소고기 비교

오리고기와 돼지고기 비교

돼지고기와 소고기 비교

굽는 시간이 오리고기가

굽는 시간이 오리고기가

굽는 시간이 돼지고기가

더 짧다

더 짧다

더 짧다

수분함량이 오리고기가 더

수분함량이 오리고기가

수분함량이 돼지고기가 더

많다

더 많다

많다

지방함량이 오리고기가 더 지방함량이 오리고기가 더 지방함량이 돼지고기가 더
적다
크기

2cm*2cm*2cm

온도

200도

시간

3.43분

→ 실험한 데이터 중 오리고기 최적의 조건(육류의 내부가 77℃이상이고 겉 표면
이 갈색 빛이 돌고 핏기가 없는 시점)에 부합했던 시점을 그래프와 표로 나타낸
것. 그 중 “크기가 2cm*2cm*2cm로 하여 프라이팬 200도에서 3.43분 동안 굽는
것” 최종적으로 선정한 최적의 조건임.

적다

적다

→ 수분함량이 많을수록, 지방함량이 적을수록 굽는 시간이 짧아진다.
□ 시사점
○ 당초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된 이유, 자체 분석
- 수분함량을 측정 할 때 최대한 살코기 부위로 실험을 진행했지만 살코기의 정도를 육안으
로 측정했기 때문에 실험의 오류가 있었다. 이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복된 실험을
진행하였다.
- 지방함량을 측정 할 때 정확한 실험 방법인 속슬렛 방법을 이용하려 했으나 고등학생
신분이 하기 에는 위험요소가 많은 실험이기 때문에 물중탕 방법으로 끓이는 간단한 실험
으로 진행하여 지방 외에 다른 성분도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수치를 측정하기
힘들었다.
- 최적의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불판의 온도가 유지되지 않았다. 수동적인 방법을 이용했
기 때문에 적게는 1도 많게는 15도까지 오류가 있었다

4. 홍보 및 사후 활용

□ 향후 발전 방향

○ 육류의 크기와 프라이팬온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실험 실패 원인을 분석해
실험의 오차를 줄여 실험을 최대한 많이 반복한다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 익힌 정도의 선호도가 다양한 소고기 같은 경우, 위와 같이 연구하여 익힌 정도에
따른 최적의 조건을 탐색한다면 좀 더 많은 소비자가 만족 할 수 있음.
○ 육류조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육류 종류에 따른 최적의 조리 정보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두이노를 이용한 미트 팬을 제작한다면 이 연구는 편리함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음.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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